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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혈관성 우울증
김

훈1)†

도

Vascular Depression
Do-Hoon Kim, M.D., Ph.D.1)†

국문초록
혈관성 우울증의 개념은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뇌졸중 환자에서 높은 우울증 발생율
과 노인우울증 환자에서 흔하게 silent cerebral infarct과 백질 고음영(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된다. 혈관성 우울증의 임상적 가치는 우울증 발생의 원인, 임상양상,
치료방법, 예후등이 상이한 우울증의 중요한 subtype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혈관성 우울증의
개념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경감시킴으로서 노인 우울증등과 같은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우울
증의 일차 및 이차 예방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향후 혈관성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대한 검증과 예방
및 치료 약물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뇌졸중등의 뇌혈관 질환이 사망원
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혈관성 우울증 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
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혈관성 우울증·노인·뇌졸중·뇌혈관 질환.

서

론

우울증은 원인, 임상양상, 치료방법, 예후등이 심인성 우
울증과는 상이한 우울증의 중요한 subtype이 될 수 있

노년기 우울증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 양상(hetero1)2)

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발달한 뇌

한국에서 뇌졸중등의 뇌혈관 질환은 한국인 전체 사망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노인우울증의 상당부분은 뇌혈관

원인의 1위를 차지하며 60세 이상 노인인구에서는 심장

질환과 관련된 일차성 우울증(primary depression)임

질환등 다른 사망원인의 2배 이상의 비율로 주된 사망원

genous)을 보인다고 한다.

3)4)

5)

인이 되고 있다.6) 뇌혈관질환의 빈도가 높은 한국에서

과 Alexopoulos 등1)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발생하는 노인우울증의 일정 부분은 뇌혈관 질환과 직간

종합하여 vascular depression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아직

들은 대뇌 혈관이상이나 질환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주요

까지 그 이해와 개념 정립이 부족한 혈관성 우울증의 임

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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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증과 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혈관성 치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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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우울증의 발생율이 높다고 한다.7-10) 정신과 병

중 병변위치의 관계를 최초로 연구하였는데, 우반구 병

원에 입원하기 2~3년 전에 발생한 뇌혈관질환이 우울증

변 보다는 좌반구 병변이 뇌졸중후 우울증과 관련성이

11)

대규모 일차진

높다고 보고 하였다. 그후에 뇌졸중이나 뇌충격후에 좌

료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울증

뇌 전두엽, 좌뇌 기저핵 병변이 존재할 때 우울증의 발

진단을 받은 경우에 우울증이 없는 환자에 비해 혈관질

생이 증가되며 또한 우울증의 증세가 더 심하다는 연구

발생에 기여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1)

환이 매우 높다고 한다. 혈관성 치매 환자가 비슷한 정

결과가 발표되었다.3)27-31) 그러나 일부 연구는 같은 연

도의 인지 장애가 있는 알쯔하이머 치매 환자보다 우울

구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으며32-37) 오히려 몇몇 연구는

증과 불안증세가 더 심하다고 한다.10) 흥미롭게도 우울

우반구의 병변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하였

증 자체가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킨다고 한

다.27)38) 한편, 흥미롭게도 대뇌 비대칭성이 대뇌 병변

다.12)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위치와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

13)14)

고혈압, 제 Ⅱ 형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된다고 한다.

다. 즉 전형적인 대뇌 비대칭성(typical brain asymmetry)

고혈압이 있는 우울증 환자군이 우울증이 없는 고혈압

이 있는 환자에서는 후미의 병번(posterior lesion) 이나

환자군 보다 뇌졸중의 발생이 2.3~2.7배 높다고 보고

우반구 전방의 병변(right anterior lesion) 보다 좌반구

15)

우울증이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요인을 증

전방의 병변(left anterior lesion)이 우울증 발생과 관

가시키는 것은 간접적인 기전에 의하는 것으로 추측된

련이 높지만 역 비대칭성(reversed asymmetry)이 있

다. 즉 우울증이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환자에서 식

는 환자에서는 관련성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전에

이요법, 약물치료, 운동요법을 포함하는 의학처방에 대

보고된 병변 부위와 뇌졸중후 우울증과의 관련성은 전

되었다.

12)

한 순응도를 감소시킨다.

아울러 우울증에 의한 자율

신경의 활성변화가 혈류의 감소를 유발할 수가 있으며,

형적인 후반구 비대칭성(typical occipital asymmetry)
이 있는 환자들에게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39)

우울증 치료제가 저혈압, 대사의 감소, 혈소판 응집을 유

뇌졸중후 6개월 후에 발생하는 우울증은 기능적, 육체

16)

발시켜 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적 인지적 손상이나 사회적 기능등과 관련성이 많고 뇌

이렇듯 우울증과 혈관질환은 상호 유발요인으로 작용하

졸중후 첫 한달 이내에 발생하는 조기 발생 뇌졸중후 우

여 그 공존이환율(comobidity)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울증(early onset poststroke depression) 에서는 좌반
구 전방의 병변(left anterior lesion)이 우울증 발생과

우울증과 뇌졸중

관련성이 높다고 한다.17)40) 그러나 최근에 지금까지 연
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행한 두 논문들은 뇌

혈관성 우울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경색 위치와 우울증 발생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뇌졸중(stroke)을 들수 있다. 뇌졸중의 인지적, 감정적,

하였다.41)42) 지금까지의 뇌졸중후 우울증에 대한 상반된

그리고 행동적 결과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워져

연구결과는 서로 다른 환자군(입원환자군, 지역사회 거

왔다. 뇌졸중후에 약 20~60%의 환자에서 우울증이 발

주 환자군등), 서로 다른 진단기준이나 추적검사 도구,

생한다고 한다.17-19) 뇌졸중 환자에서 우울증세가 있을

서로 다른 추적검사의 시간간격 추적등에 기인하는 것

20)21)

뇌졸중후 수개월에

으로 생각된다.4) 또한 뇌졸중으로 인한 병변위치라는 신

22)23)

서 수년사이에 사망할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경생물학적 요인 이외에 신체적 장애, 독립심의 상실, 삶

따라서 뇌졸중후 우울증의 발생기전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의 질의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등의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뇌졸중의 예후 및 진행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또한 우울증 발생에 기여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24)

때는 재활치료의 효과가 낮으며

치료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뇌졸

우울증과 뇌영상

중후 우울증의 원인이 생물학적인 기전에 기인하는지 아
니면 뇌졸중으로 인한 심리 사회적인 요인 때문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24) Robinson
25)26)

소규모의 다발성 뇌경색이나 혹은 대뇌 미세혈관 순환

이 뇌졸중이 감정조절에 관련된 대뇌

장애로 인한 주위 뇌조직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

부위나 신경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추측하고 뇌졸

진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T2 image

과 그 동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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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orrelations of neuroimaging changes4)

에서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주요우울증으로 진단된 65세

Subcortical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are associated
with：

이상의 노인 우울증(senile depression) 환자의 93.7%,

Normal aging
Greater severity in late-onset depressives compared to
early-onset depressives or normal controls

50세에서 65세 사이의 presenile depression 환자의
65.9%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뇌경색(silent
infarct)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러한 노인우

Loss of interest(apathy)

울증 환자에서 보이는 SCI가 향후 뇌졸중 이나 혈관성

Psychomotor retardation

치매로 이행하는 전조증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45) 이

Presence of systemic atherosclerosis and vascular risk
factors(hypertension, diabetes, and coronary artery
disease)
Slowed speed of processing on neuropsychological
testing

는 SCI가 있는 노인우울증 환자(geriatric depression)
에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보다는 신경학적 요인이 우울
증 발생에 더 기여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사
료된다.

Poorer response to antidepressant treatment
Basal ganglia lesions are associated with：
Greater severity in late-onset depressives compared to
early-onset depressives or normal controls
Increased risk of delirium with antidepressant drugs and
electroconvulsive therapy
Subcortical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are associated
with：

혈관성 우울증의 특징 및 개념
우울증 환자에서 발견되는 뇌영상에서의 미세한 변화
는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
였다. 특히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 흔히 발견되는 병적인
혈관변화(pathological vascular change)가 임상적 증세,

상에서 나타나는 뇌실변 고음영(periventricular hyper-

치료반응, 예후등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intensity；PVH), 심부백질 고음영(deep white matter

서 뇌혈관 이상이 우울증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hyperintensity；DWMH)과 피질하 회백질 고음영(sub-

가설이 대두되었다. Krishnan과 McDonald 등46)은‘ar-

cortical gray matter hyperintensities；SCH) 등은 노

teriosclerotic depression’
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는데,

년기 우울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되고

이러한 우울증은 뇌혈관 이상과 관련된 요인을 갖고 있

있다.5)43)44) 최근 연구는 이러한 병변이 임상적으로 매

으며 임상적으로 흥미의 상실(loss of interest), 무감동

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 백질 고

(apathy), 정신운동 지체(psychomotor retardation),

음영(white matter heyperintensity)은 50세 이상에서

인지손상(cognitive 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발병하는 만발성 우울증(late-onset depression), 정신

disability) 그리고 기분장애 가족력의 부재 등의 임상적

운동 속도(psychomotor speed)의 감소, 치료에 대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 후에 혈관성 치매(vascular

불량한 반응과 관련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병변

dementia)라는 개념이 보편화 되면서 보다 일관성 있는

이 나타나는 우울증 환자는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

개념의 정립을 위해 Krishnan5)과 Alexopoulos1) 등이

고 부작용의 발현빈도가 높으며 또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각각 vascular depression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3)

많고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뇌 혈관 이상이나 질환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주요우울

노인 우울증 환자중에서 더 심한 고음영(hyperinten-

증은 원인, 임상양상, 치료방법, 예후등이 심인성 우울증

sities)이 있는 환자일수록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도구

과는 상이한 우울증의 중요한 subtype이 될 수 있음을

적 활동(instrumental activity)의 손상이 심하다고 한다.

제시하였다. 기존의 DSM-Ⅳ가 가지고 있는‘mood

Fujikawa 등45)은 고음영(hyperintensity)과 유사한 개

disorder due to a general medical condition’진단이

념으로 silent cerebral Infarct(SCI) 용어를 사용하였

뇌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우울증을 일부 설명할 수 있지

다. SCI는 보통 노인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뇌의 운동영

만 이 진단은 임상적으로 독특한 특징이 있는 주요 우울

역(motor area) 이나 감각영역(sensory area)을 침범

증의 특수한 증후군으로서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우울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신체적으로 신경학적 이상(ne-

증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SCI 등

urological abnormality)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웃 일본

과 같이 신경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혈관성 질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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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osed criteria for vascular depression subtype specifier3)
Specify vascular subtype(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or most recent major depressive episode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or bipolar disorder) if A and either B1 or B2 or B3：
A. Major depression occurring in the context of clinical and/or neuroimaging evidence of cerebrovascular
disease or neuropsychological impairment
B1. Clinical manifestations may include history of stroke or transient ischemic attacks, or focal neurologic signs or
symptoms(e.g., exaggeration of deep tendon reflexes, extensor plantar response, pseudobubar palsy, gait
disturbance, weakness of an extremity)
B2. Neuroimaging findings may include white or gray matter hyperintensities(Fazekas et al 1988 criteria >2；or
lesion >5mm in diameter and irregular in shape), confluent white matter lesions, or cortical or subcortical
infarcts.
B3. Cognitive impairment manifested by disturbance of executive function(e.g., planning, organizing,
sequencing, abstracting), memory, or speed of processing of information.
The diagnosis is supported by the following features：
1) Depression onset after 50 years of age or change in the course of depression after the onset of vascular
disease in patients with onset before 50 years of age
2) Marked loss of interest or pleasure
3) Psychomotor retardation
4) Lack of family history of mood disorders
5) Marked disability in instrumental of self-maintenance activities of daily living

지고 있는 우울증은 기존의 DSM-Ⅳ 진단체계에서 적

유발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가설은 좌측 기저핵이나

절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우울증의

좌측 전두엽의 병변의 lacunar infarct이 우울증을 유발

한 subtype으로서 혈관성 우울증 이라는 새로운 진단

한다는 뇌졸증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직접적인 병변-우

기준이 제시되었다(표 2). 혈관성 우울증의 진단개념은

울증 경로 가설은 주로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우

뇌졸중후 우울증을 포함한 미세한 뇌혈관 이상과 관련

울증의 일부분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된 우울증과 임상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번째 가설은 우울증에 선행되고‘Threshold’
를 초과

혈관성 우울증의 진단명은 기존의 증세의 집합군의 성

하는 병변이 축척되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격을 나타내는 DSM-Ⅳ 진단명의 한계와는 달리, 진단명

다. 이 가설은 SCI나 old stroke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환

이 임상적 증세 뿐아니라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자에 해당된다.‘Threshold’가설은 백질 고음영(white

1)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Alexopoulos 등 은 Krishnan
5)

matter hyperintensities)의 전체 면적이 10cm2을 초

등 (표 2)이 제시한 진단기준 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고

과했을 때 주위집중이나 실행기능의 장애가 온다는 연

혈압, 심근경색, 경동맥 잡음(carotid bruit) 등과 같은

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47) 비슷한 장애가 혈관성 위험

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우울증 환자도 포함시켰다. 진

요인을 가지고 있는 노인우울증 환자에서도 보고되었

단기준의 신뢰도와 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위한 지속적

다.48) 즉 우울증과 관련된 신경경로를 손상 시키는 광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범위한 뇌혈관 장애나 병변 자체에 의해 우울증 발생의
vulnerability가 증가된다고 설명한다. 그 밖에 비생물

혈관성 우울증의 발생기전

학적인 요인도 혈관성 요인이 있는 환자에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뇌졸증후 3개월 후에 오는 우울증은 일

혈관성 우울증의 발생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병변의

상생활 장애와 관련성이 높다고 한다. 반면 뇌졸중후 12

위치, 임상증세, 우울증 발생 시점, 인지장애의 존재, 비

개월 후에 생기는 우울증은 사회적 고립에 의해서 유발

생물학적 요인의 기여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혈관성 우

된다고 한다.17) 따라서 생물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비

울증에서 병변의 위치에 관한 가설에서 두가지 가설이

생물학적인 기전도 혈관성 우울증의 발생과 예후에 영

제안되었다. 첫번째 가설은 혈관성 우울증을 일으키는

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우울증이 오히려 뇌혈

중요한 신경경로를 작은 병변이 파괴함으로서 우울증이

관질환의 위험요인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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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 우울증의 공존 상태(comobidity)가 증가된다는

적이라고 알려졌다. 동물연구에 의하면 항우울제들은 허

가설이 있다. 우울증이 뇌혈관질환을 유발시킨다는 직접

혈성 병변후에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한

적인 증거는 없지만, 우울증이 고혈압과 같은 혈관질환

다. 동물에서 desipramine은 허혈성 손상후에 운동기능

의 위험 요인(risk factor)을 가진 환자에서 뇌혈관질환

의 회복을 촉진시키지만 fluoxetine은 효과가 없다고 한

49)

다.69) 반면에 trazodone과 amitriptyline은 뇌졸중의 치

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한다.

료와 뇌졸중후 운동기능 장애의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한

혈관성 우울증과 약물

다.69-71) 이러한 효과는(1-noradrenergic receptor antagonism에 의해 매개된다고 한다. 임상연구에 의하면

혈관성 우울증의 개념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fluoxetine은 재활치료중에 뇌졸중후 반신불수 환자의

변화시킴으로서 노인 우울증의 일차예방이 가능하다는

회복을 증진시키지만 maprotiline은 회복을 지연시킨다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고 한다.72) 각각의 항우울제가 뇌졸중후 우울증 환자에

고혈압이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 임은 잘 알려져있
50)51)

다.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의 효과적인 치료는
52)53)

뇌혈관 질환의 유병율과 사망률을 낮춘다.

서 신경학적 손상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Warfarin

결

과 aspirin은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뇌졸중의 위험
54)

을 감소시킨다.

론

Ticlopidine, aspirine, 그리고 dipyri-

damole은 일시적 뇌허혈(transient ischemic attack)과

혈관성 우울증은 고혈압, 심근경색, 관상동맥 질환 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장래의 뇌졸중 재발을 예방할

의 혈관성 질환과 관련되어 공존 이환율(comobidity)이

55)56)

항고혈압제, 항고콜레스테롤혈증제 그리고

높게 나타나는 우울증, 뇌졸중과 관련된 뇌졸중후 우울

항혈소판제가 혈관성 우울증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는

증, 대뇌 미세 혈관성 이상과 관련된 병변을 가지고 있는

지의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로토닌에 의해 매개되는

노년기 우울증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임상적

혈소판 응집반응이 증가되었을 때 항혈소판제가 우울삽

으로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혈관성 우울증은 우울증 발

화 동안에 발생하는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임

생의 원인, 임상양상, 치료방법, 예후등이 독특한 우울증

수 있다.

57)58)

항혈소판제의 투여 동안에 우울증세

의 중요한 subtype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혈관성 우

의 장기적 추적조사는 혈관성 우울증의 경과를 호전시키

울증의 개념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경감시킴으

는데 있어서 항혈소판제의 효과의 평가를 가능케 할 것

로서 노인 우울증, 혈관성 치매등과 같은 뇌혈관 질환과

이다. 그 밖의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예후를 호전시키는

관련된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

약물이 혈관성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혈관성 우울증의 용어 자체가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울증의 병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혈관

이 증명되었다.

동물연구에서 도파민 수용체 차단제인 haloperidol,

성 우울증의 발생과 경과과정에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α1-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 prazocin, α2-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한다는 단점도 아울

adrenergic receptor agonist clonidine 그리고 dia-

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혈관성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대

zepam, phenytoin과 같은 GABA agonist 등이 허혈성

한 검증 작업과 아울러 보다 세밀한 혈관성 우울증의 아

병변후에 운동기능의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보고 되었

형 분류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혈관성 우

59)60)

다.

반면에 amphetamine, bromocriptine, α2-

adrenergic receptor antagonist yohimbine 등이 허혈
59)60)

성 손상으로부터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울증의 예방 및 치료 약물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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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cular Depression
Do-Hoon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unchon Sungsim Hospital,
Hallym University, Chuncheon

The ‘vascular depression’ hypothesis is supported by the high incidence of depression among patients
with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coronary artery disease or stroke, and the associ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with silent stroke or white matter hyperintensity on neuroimaging scans. The vascular
depression might be a valid new concept, making it worthwhile to be a new subtype of depression with
different etiology, clinical manifestation, treatment method, and prognosis. Additionally,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of depression related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can be possible by reducing the risk factors of cerebrovascular disease. The further study should be
carried out to verify the diagnostic criteria of vascular depression and to develop pharmacotherapy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The more effort to understand and investigate vascular depression should be
made in Korea where the cerebrovascular disease ranks first in cause of death and there may have been
many untreated vascular depression patients.
KEY WORDS：Vascular depression·Geriatric depression·Stroke·Cerebrovascular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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